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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외환의 죄에 관한 연혁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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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혁적 해석방법론의 필요성

오늘 세미나의 큰 주제는 법학방법론이다. 법학방법론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전개될 것이지만, 이 가운데에서 발표자는 역사적 해석방법론과 관련된 주제를 

 * 본고는 2015년 8월 27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공동연구 학술대회 <법학

방법론의 기초와 적용>에서 “형법에 있어서 법학방법론－형법상 외환의 죄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

구소 기금의 2015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요 약

한국 형법은 1945년 해방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1953년에 제정되었다. 대한민

국의 건국 초기에 신속하게 형법전을 제정하는 방편으로 1940년에 발표되었던 일본

의 개정형법가안이 입법 모델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개정형법가안은 조문만 공표되

었을 뿐 이유서나 회의록 등 입법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 형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은 기초위원회가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물이다. 필자는 근래 기초위원회의 의사일지와 본위원회의 의사속기록을 

발견하고 이를 분석⋅연구하고 있다. 

본고는 그 일환으로 한국 형법 각칙 제2장 ｢외환의 죄｣를 소재로 삼아 일본 개정

형법가안이 한국 형법에 끼친 영향을 연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일본 개정형

법가안의 ｢외환에 관한 죄｣의 성립경위와 입법취지를 분석하고, 입법이유나 입법자

료 없이 개정형법가안의 조문이 한국 형법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들, 

예컨대 외환유치죄와 여적죄의 관계, 모병이적죄의 원래 입법취지 등을 입법론 및 

해석론적 관점에서 지적하였다.

주제어: 외환의 죄, 외환유치죄, 모병이적죄, 일본개정형법가안, 제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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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자 한다.1) 발표자는 오늘의 발표에서 역사적 해석방법론 내지 연혁적 해석

방법론의 내용이나 한계 등에 대한 일반론을 논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 형법 제2편 

각칙 제2장 ｢외환의 죄｣를 하나의 소재로 삼아 연혁적 해석방법론을 적용해 보려

는 것이 발표자의 의도이다. 발표자의 시도가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를 안고 있는

가는 오늘의 토론과정에서 구체화되리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형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2)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과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 등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형법전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건국 초기 각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말로 된 법전을 서둘러 마련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다. 이러한 때에 일단 접근 가능한 

방법은 특정한 외국의 입법례를 대본으로 삼아 이를 첨삭하여 법전을 편찬하는 것

이었다.

형법전의 경우를 보면, 대본으로 사용된 것은 1940년에 공표되었던 일본의 개정

형법가안(改正刑法假案)이다.3) 개정형법가안은 1931년에 총칙이 성안되었고, 1940년

에 각칙이 성안되었다. 우리 형법은 6⋅25전쟁을 겪으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입

법자료가 대단히 부족하다.4) 또한 특정 입법례를 대폭적으로 모방하였기 때문에 

입법의 모델을 제공하였던 해당 입법례에 대한 성립경위의 연구가 필요하다. 형법

의 경우 일본 개정형법가안에 대한 연구는 싫든 좋든 간에 불가피하다. 비록 일본

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안의 입법경위를 알아야만 우리 형법의 해

석론과 입법론에 지침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개정형법가안에 대한 입법자료

발표자는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해 

왔다.5) 6) 초기에는 개정형법가안의 조문과 이에 대한 전후(戰後)의 연구자료들을 

1) 법학방법론과 관련하여 ‘역사적 해석방법’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

나 계수사적 관계에서 우리 형법이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고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역사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계수된 입법례의 성립과정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

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나타낸다는 관점에서 ‘연혁적 해석방법’이

라는 표현을 ‘역사적 해석방법’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하기로 한다.
2) 신동운, “제정형법의 성립경위”, 형사법연구, 제20호(2003 가을), 9면 이하 참조.
3) 법무부조사국, 국형법 , 만주형법 , 소련형법   일본개정형법가안(법무자료 제5집)

(1948년 12월) 참조.
4) 신동운 편저, 형법 제⋅개정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 참조.
5) 우선 다음 두 가지를 들고자 한다. 신동운, “공범론 조문체계의 성립에 관한 연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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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한국 형법의 해석론을 모색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던 가운데 

2006년에 일본 개정형법가안을 성안하였던 ｢형법 및 감옥법 개정 조사위원회(刑法

並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會)｣(이하 ‘본위원회’)의 회의록을 인쇄한 책자를 발견하

게 되었다.7) 

이후 일본 학자에 의한 개정형법가안 연구서8)를 보고 개정형법가안이 본위원회

에서 심의되기 전에 ｢형법개정 기초위원회(刑法改正起草委員會)｣(이하 ‘기초위원회’)

가 구성되었다는 사실과 이 기초위원회가 350여 회가 넘는 회의를 거듭하여 본위원

회를 위한 심의용 초안을 성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 발표자는 2009년 

일본에 1년간 연구년으로 체재하는 기회를 얻었다. 이때 일본 법무성 도서관에서 

모두 아홉 권으로 편철된 기초위원회의 ｢의사일지(議事日誌)｣를 발견하였고,9) 다행

스럽게도 이 자료 전부를 복사하여 소장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기초위원회의 의사일지와 본위원회의 의사속기록을 토대로 시계열적 

관점에서 일본 개정형법가안 중 제2편 각칙 제3장 ｢외환에 관한 죄｣의 성안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한국 형법의 제정과정에 어떠한 경로와 

범위에서 가안이 한국 형법 제2편 각칙 제2장 ｢외환의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쳤

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전개할 논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에 대한 

입법자료를 일별해 보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전후 연합군의 점령기간이 지나고 샌프

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에 의하여 주권을 회복한 이후 형법개정작업이 시작되

었다. 이 작업을 위하여 일본 법무성은 1957년에 전전(戰前) 개정형법가안의 심의

를 담당하였던 본위원회의 회의록을 활자화하여 ｢형법 및 감옥법 개정 조사위원회 

의사속기록(刑法並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會議事速記錄)｣이라는 제목의 법무자료

고찰”, 인도주의  형사법과 형사정책(우범 이수성 선생 화갑기념논문집)(2000), 67면 

이하; 신동운, “형법제정 연혁에 비추어 본 전면개정의 필요성－ 일본 개정형법가안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형사법 개정 연구 자료집(법무부, 2008), 47면 이하 참조.
6) 일본 개정형법가안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오영근⋅최종식, “일본 개정형법가안에 관한 

일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1호(1999), 107면 이하; 오영근, “일본 개정형법가안이 

제정형법에 미친 영향과 현행 형법해석론의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20호(2003 겨울), 

109면 이하 참조.
7) 法務大臣官房調査課, 刑法並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会議事速記 , 法務資料 別冊 

第二三號(1957).
8) 林弘正, 改正刑法假案成立過程の硏究(2003).
9)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 일본 法務省 法務圖書館의 분류번호는 XB 600, K 28, 

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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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간행하였다. 그런데 법무자료 별책으로 발간된 이 책자는 전후 형법개정작업에 

참여하였던 관계자들에게만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학 도서관 등에서는 

이 책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본 발표자가 2009년에 입수한 기초위원회의 자료 ｢형법개정 기초위원회 의사

일지(刑法改正起草委員會議事日誌)｣(이하 ‘의사일지’)는 전전(戰前)에 널리 사용

되었던 프린트 형태의 유인물로 되어 있다. 프린트 인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 (가) 요철이 가늘게 새겨진 철판 위에 파라핀 용지를 얹어 놓는다. (나) 끝

이 뾰족하고 가느다란 철필로 파라핀 용지에 글자를 새긴다. (다) 종이 위에 등사

기를 올려놓는다. (라) 등사기에 파라핀 용지를 펼쳐놓고 인쇄잉크가 묻은 롤러를 그 

위로 통과시킨다. (마) 인쇄잉크가 파라핀 용지의 틈새를 통과하여 종이 위에 글자가 

인쇄된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복수의 유인물을 제작할 수 있었

던 것이 프린트 인쇄이다. 요즈음의 개인용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한 인쇄방식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0)

기초위원회 의사일지는 총 9권으로 묶여 있다. 각 권은 특별한 형식적 기준 없이 

적당한 분량이 모이면 한 권으로 편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홉 권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권: 의사일지 제1회–제29회(1927. 6. 18.–1928. 3. 20.)

제2권: 의사일지 제30회–제59회(1928. 3. 30.–1929. 9. 10.)

제3권: 의사일지 제60회–제99회(1929. 9. 13.–1930. 6. 24.)

제4권: 의사일지 제100회–제119회(1930. 7. 1.–1930. 12. 9.)

제5권: 의사일지 제120회–제169회(1930. 12. 16.–1932. 5. 3.)

제6권: 의사일지 제170회–제219회(1932. 5. 10.–1933. 11. 7.)

제7권: 의사일지 제220회–제259회(1933. 11. 14.–1934. 12. 11.)

제8권: 의사일지 제260회–제298회(1934. 12. 18.–1936. 7. 28.)

제9권: 의사일지 제299회–제359회(1936. 9. 22.–1938. 10. 25.)

한편 본위원회의 회의록 ｢형법 및 감옥법 개정 조사위원회 의사속기록｣은 한 권

의 책자로서 활자로 인쇄되어 있다. 책자의 토대가 되었던 원래의 의사속기록은 

일본어 문어체로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책자로 간행하면서 심의대상 

10) 이러한 까닭에 아래에서 의사일지(議事日誌)를 인용할 때에는 해당 회의의 회수(편철

된 권수 포함)만 밝히고 면수는 적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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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과 심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조문 부분은 가타카나(片仮名)로 

된 문어체로, 심의 내용 부분은 히라카나(平仮名)로 된 구어체로 각각 인쇄되어 있다. 

본위원회 의사속기록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회–제2회(1927. 6. 14.–1927. 10. 9.) 심의 방침 검토

제3회–제12회(1931. 10. 13.–1931. 12. 18.) 총칙 심의, 결의

제13회 (회의록 없음)

제14회–제28회(1938. 11. 22.–1939. 7. 18.) 각칙 심의, 결의

Ⅱ. 일본 개정형법가안과 외환에 관한 죄

1. 전전의 일본 형법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성안 작업은 1927년에 발족한 ｢형법 및 감옥법 개정 조사

위원회｣가 담당하였다. 이 위원회는 일본 형법전 및 형사제재 일반에 대한 개정을 

목표로 하여 ｢형법 개정 조사위원회｣와 ｢감옥법 개정 조사위원회｣를 중첩시켜 놓은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형법전의 형사제재 분야에 개정이 이루

어지면 감옥법에도 그에 상응하는 개정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본위원회는 형법 분야의 심의용 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형법개정 기초위원회｣

를 구성하였다. 기초위원회 위원들은 본위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본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하였다.11) 기초위원회는 먼저 1926년 ｢임시법제심의회(臨時法制審

議會)｣가 결의한 ｢형법개정의 강령(刑法改正の綱領)｣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이어서 앞으로 검토할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당시의 1907년 일본 형법12)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일별하였다.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기초위원회의 검토는 1927년 8월 1일 기초위원회 제10회 

회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13) 여기에서 당시 일본 형법의 외환에 관한 죄의 조문을 

소개한다.14)

11) 刑法並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会議事速記 , 4면.
12) 1907년 일본 형법은 1912년부터 1953년 10월 3일 우리 형법이 시행될 때까지 이 땅에 

의용(依用)되었다.
13)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제1권 제10회).
14) 원문에는 항(項) 번호가 없으나 필자가 편의상 이를 부여하였다. 이하에 소개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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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일본 형법

제2편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제81조 외국과 통모하여 제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적국과 합세하여 제국

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82조 ① 요새, 진영, 군대, 함선 기타 군용에 공하는 장소 또는 건조물을 적국

에 교부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 병기,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교부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

역에 처한다.

제83조 적국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요새, 진영, 함선, 병기, 탄약, 기차, 전차, 철도, 

전선 기타 군용에 공하는 장소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84조 제국의 군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기타 직접적으로 전투의 용에 

제공할 물건을 적국에 교부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5조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또한 같다.

제86조 전5조에 기재한 이외의 방법으로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국

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7조 전6조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제88조 제81조 내지 제86조에 기재한 죄의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9조 본장의 규정은 전시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또한 이를 적용한다.

1927년 8월의 시점에서 먼저 지적되었던 것은 외환에 관한 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적국(敵國)｣ 개념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

여 일본 군부 쪽에서는 조선 국경, 만주, 중국, 시베리아 등지에서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교전단체로 간주할 수 없는 비정규적인 적의 습격에 대하여 일본 

군대가 교전하는 경우에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주거나 일본군의 이익을 해치는 행

위를 적국에 대한 경우와 같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15) 이와 같은 인

식 아래 일본 군부는 1925년 독일 형법초안16) 17) 제96조를 입법례로 제시하였는

종 조문들의 경우에도 같다.
15)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제1권 제10회).
16) Amtlicher Entwurf eines Allgemeinen Deutschen Strafgesetzbuchs nebst Begründung, Er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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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조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18) 19)

독일 1925년 형법초안 제96조 교전단체로서 간주할 수 없는 외적의 병력이 행하는 

독일국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상의 기도는 본법 제94조[외환유치, 무기제공, 기타 이

적행위; 필자 주] 및 제95조[군수계약불이행; 필자 주]에서 소위 독일국에 대한 전

쟁과 같은 것으로 본다.

2. 예비초안의 개괄적 검토

1926년 ｢임시법제심의회｣가 ｢형법개정의 강령｣을 결의한 후 1927년 일본 사법

성은 내부적으로 ｢형법개정예비초안(刑法改正豫備草案)｣(이하 ‘예비초안’)을 작성

한 바 있었다.20) ｢형법개정 기초위원회｣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예비

초안을 사용하기로 하고,21) 예비초안을 대본으로 삼아 총칙과 각칙 조문들에 대한 

개괄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예비초안 각칙에 대한 기초위원회의 검토는 1928년 

4월 20일부터 시작되었고,22) 각칙 제3장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검토는 1928년 

4월 21일에 있었다.23) 여기에서 예비초안의 ｢외환에 관한 죄｣의 조문을 소개한다.24) 

당시의 일본 형법과 다른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두었다.

Teil: Entwurf (1925); Zweiter Teil: Begründung (1925). 
17) 1925년 독일형법초안은 1925년에 총칙 부분이, 1926년에 각칙 부분이 각각 이유서와 

함께 일본어로 번역⋅출간되었다. 司法省調査課, 一九二五年獨逸刑法草案竝に理由書

(總則篇), 司法資料 第七九號(大正十四年十月); 司法省調査課, 一九二五年獨逸刑法草

案竝に理由書(各論篇), 司法資料 第八四號(大正十五年四月).
18) 번역문은 위의 일본어 번역자료에 기초하였음. 이하 같음.
19) 독일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 96 (Bandenkrieg) Eine gegen das Reich gerichtete militärische Unternehmung feindlicher 

Steitkräfte, die nicht als kriegführende Macht anzusehen sind, wird einem Kriege gegen das 

Reich im Sinne der　§§ 94, 95 gleichgeachtet.
20) 刑法並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会議事速記 , 4면.
21) 예비초안은 泉二新熊의 주도 하에 성안되었다. 泉二新熊은 1927년 1월에 형법개정원

안기초위원회 주사(主査)위원에 임명되었고, 같은 해 2월에 사법성 형사국장에 임명되

었다. 예비초안이 완성된 것은 1927년 4월이다. 吉川經夫 外 編著, 刑法理論史の總合

的硏究(1994), 376頁[이 책의 국문번역으로는 허일태(책임번역) 외 공역, 일본형법이론

사의 종합  연구(2009), 292면 이하 참조]. 참고로 泉二新熊의 저서 日本刑法論 上卷

總論, 下卷各論은 당시 일본에서 가장 많이 읽힌 형법 교과서의 하나였다.
22)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제2권 제35회).
23)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제2권 제36회).
24) 小野淸一郞, 刑事法規集, 第一卷(1944), 213면 이하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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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예비초안

제2편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제136조 외국과 통모하여 제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적국과 합세하여 제

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137조 ① 요새, 진영, 군대, 함선, 항공기 기타 군용에 공하는 장소 또는 건조물

을 적국에 교부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 병기,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교부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치

(無期懲治)에 처한다.

제138조 적국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요새, 진영, 함선, 항공기, 병기, 탄약, 기차, 

전차, 철도, 전선 기타 군용에 공하는 장소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치에 처한다.

제139조 제국의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기타 직접적으로 전투의 용에 

공할 물건을 적국에 교부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치에 처한다.

제140조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치에 처한다.

②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141조 전5조에 기재한 이외의 방법으로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국

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치에 처한다.

제142조 전6조의 미수범은 이를 벌한다.

제143조 제136조 내지 제141조에 기재한 죄의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치에 처한다.

제144조 본장의 규정은 전시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또한 이를 적용한다.

1928년 4월의 시점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예비초안의 내용은 당시 일본 형법의 

그것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차이점이라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항공기’를 

행위객체에 추가하는 정도였고, 비군용 병기, 탄약 등에 대한 제공죄(제139조)의 

경우에는 법정형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치｣로 낮

추기까지 하였다. 이 시점까지 예비초안의 입안자들은 대외적 무력충돌과 관련된 

외환죄의 특성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예비초안 원안에 대한 심의

기초위원회는 각칙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이후 부분으로 넘어가서 예비초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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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괄적 검토를 계속하였다. 예비초안에 대한 전체적 개관이 끝난 후 기초위

원회는 다시 각칙 제1장으로부터 시작하여 각칙에 대한 재차의 심의에 임하였다. 

그런데 ｢외환에 관한 죄｣의 심의에 들어가기 직전 시점인 1931년 9월 18일 일본 

군부는 만주사변을 일으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작전에 돌입하기 시작하였다. 

예비초안의 ｢외환에 관한 죄｣의 심의는 만주사변 발발 직후인 1931년 9월 29일부

터 시작되었다.25) 그러나 사변 발발 직후였으므로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기초위원회 심의 석상에서 일본 군부는 예비초안 제136조를 위시한 일련의 외환

죄 조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적국｣ 개념이 지나치게 좁다고 주장하였다. 여기까지

는 예비초안에 대한 심의 이전에 1907년 일본 형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던 

내용을 환기한 것이어서 특별히 새롭다고는 할 수 없었다. 1931년 9월 29일의 기

초위원회 회의에서는 ｢적국｣ 개념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

비초안 조문의 대부분에 대해 결정이 유보되었고, 일부 조문에 대해서만 자구수정

이 이루어졌다. ｢외환에 관한 죄｣의 대부분 조문들이 유보된 가운데 기초위원회는 

각칙 제4장 이후의 조문들로 넘어가서 심의를 진행하였다.

｢외환에 관한 죄｣의 유보 조문에 대한 심의는 다시 이후의 순번을 기다리게 되

었다. 그러한 가운데 1932년 3월 1일 일본은 만주국 수립을 선포하였고, 1932년 5월 

15일에는 청년 해군장교들이 수상관저 등을 습격하여 수상과 내각각료들을 살해

하는 5⋅15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이후 일본에서는 다수당에서 수상을 선출

하는 일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26) 한편 1933년 3월 23일에는 독일에서 

수권법(授權法)이 통과되어 나치스 정권이 절대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세 변화를 배경으로 하면서, 1933년 9월 26일 기초위원회는 유보되

었던 ｢외환에 관한 죄｣의 심의에 임하였다.27) 이 자리에서 일본 군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山田 해군법무국장: 별도로 의견으로서 특히 말씀드릴 정도의 것은 아니지만, ｢적

국(敵國)｣이라고 할 때에는 이론상 국가로서 국제적으로 승인된 정도의 것이 아니

면 본조에 해당하지 않게 됨. 따라서 예컨대 중국의 병비(兵匪)와 같은 것에 대하여 

일[작전]을 행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도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는 문자, 예컨대 단순히 ｢적(敵)｣과 같은 문자로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함.

25)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제5권 제153회).
26) 明治⋅大正⋅昭和 事件⋅犯罪大事典(1986), 5⋅15事件 항목 참조.
27)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제6권 제2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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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藤 육군법무관: 본장[제3장]의 끝 조문에 다음과 같은 문자를 삽입하면 어떻겠

는가.

｢교전단체가 아닌 외적의 병력은 이를 적국으로 간주한다.｣

1933년 9월 26일 회의에서 기초위원회는 예비초안 제136조의 수정안으로 ｢외국 

기타 외국의 세력과 통모하여 제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적국과 합세하여 

제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조문을 일응 결정하기로 하고, 이를 토대로 

｢외환에 관한 죄｣의 수정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 결정 후 기초위원회의 

심의는 종래의 방식에 따라 각칙의 다른 장들에 대한 것으로 넘어갔는데, ｢외환에 

관한 죄｣의 조문이 다시 기초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된 것은 1년여가 지난 1934년 

10월 30일 회의에서였다.28)

4. ｢육⋅해군 공동희망안｣

(1) ｢육⋅해군 공동희망안｣의 내용

1934년 10월 30일의 기초위원회 회의는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외환에 관한 죄｣

에 대해 그 골격을 결정한 것으로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31년 9월에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 군부는 이후 전개될 중국과의 전쟁(1937년 발발함) 등을 

염두에 두면서 군부의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3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1934년 10월 30일 일본 군부는 육군성 법무국장과 해군성 법무국장 공동명의로 

｢육⋅해군 공동희망안(陸海軍共同希望案)｣이라는 수정안을 기초위원회에 제출

하였다. 

｢육⋅해군 공동희망안｣은 ｢외환에 관한 죄｣의 장을 수정하고, 그 다음 장에 ｢육

⋅해군에 대한 죄｣의 장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본 발표에서는 논

의의 집중을 위하여 ｢육⋅해군 공동희망안｣ 가운데 ｢육⋅해군에 대한 죄｣의 장 

부분은 제외하고 ｢외환에 관한 죄｣ 부분만을 아래에 소개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

여 수정안의 핵심 부분은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육⋅해군 공동희망안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제136조 외국과 통모하여 제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의 단체와 통

28)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제7권 제2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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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여 항적하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136조의2 ① 적국과 합세하여 제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 적국을 위하여 모병(募兵)한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137조 요새, 진영, 함선, 항공기, 병기, 탄약 기타 제국의 군용에 공하는 장소, 

설비, 건조물 또는 물건을 적국에 교부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38조 적국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요새, 진영, 함선, 항공기, 병기, 탄약 기타 

제국의 군용에 공하는 장소, 설비, 건조물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39조 제국의 군용에 공하지 않는 병기, 탄약 기타 전투의 용에 공할 물건을 

적국에 교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0조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비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141조 전6조에 기재한 경우 외에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국의 군사

상 이익을 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2조 전7조의 미수범은 이를 벌한다.

제143조 제136조 내지 제141조에 기재한 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3조의2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군수품의 공급 또는 군용

공작물의 청부에 관한 정부와의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계약의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자도 또

한 같다.

제143조의3 본장의 죄에 대하여는 제국과의 전쟁이 임박한 외국 또는 제국에 항적

하는 외국인의 단체는 이를 적국으로 간주한다.

(2) ｢육⋅해군 공동희망안｣의 입법취지

｢육⋅해군 공동희망안｣은 이후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외환에 관한 죄｣의 조문 

성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점을 고려하여 아래에서는 당시 이 수정안을 

제안하였던 군부 관계자의 발언 내용을 기초위원회 의사일지 그대로 인용하여 소

개하기로 한다.29) 30)

29)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제7권 제255회). 이해를 돕기 위하여 / 부호로 문단을 나

누고, 필요에 따라 진한 글자체를 사용하였음. 이하 같음.
30) 심의 당시의 분위기를 전하기 위하여 등장 인물의 성명과 직함을 확인되는 한도에서 

각주로 부기함. 의사일지 및 林弘正, 改正刑法假案成立過程の硏究, 64, 80頁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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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山 육군법무국장: 먼저 희망안의 전체에 대하여 그 개략을 말씀드리기로 함.

본안과 같은 희망에 대하여는 소화 3년[1928년]경 이미 의견으로서 제출한 것이 

있지만, 그후 그 취지를 받아 구체안을 제출하라는 말씀에 따라 육⋅해군 양성(兩

省) 관계자가 연구한 결과 여기에 제출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그 전체에 대한 개

략을 말씀드림. /

먼저 용어의 점부터 말씀드리면, 보통형법과 군형법은 때때로 그 사고방식

이 다른 점이 있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본장의 

죄에 대하여 ｢적국｣의 의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제143조의3을 규정한 

것임. /

다음으로 희망안을 조문순서에 따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음.

제136조를 2개 조로 나누어 아직 ｢적국｣이 생기지 아니한 경우와 이미 생긴 경우

로 나누어 각각 규정하였음. /

제137조는 원안이 두 항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본조 가운데에서 ｢군대｣라는 문자를 삭제하였음.

제138조는 원안과 거의 같음.

제139조는 원안과 그 취지에 있어서 같으나, ｢직접｣이라는 문자를 삭제하고 과형

을 높였음.

제140조도 원안과 그 취지에 있어서 같으나, 군사상의 ｢기밀｣로 되어 있는 것을 

｢비밀｣로 정정하고, 유기징역형을 삭제하여 과형을 높였음.

제141조도 원안과 그 취지에 있어서 같으나, 과형을 높였음.

제142조 및 제143조는 미수 및 예비, 음모의 규정으로서 원안과 그 취지에 있어

서 같으나 후자에 대하여 과형을 높였음.

제143조의2는 새로이 추가한 규정이지만, 이것과 같은 취지의 규정은 독일형법 

1925년안31) 및 동 27년안32) 33)에도 있음. 또한 豊島34) 위원의 안에도 나타나고 

을 참조함.
31) § 95 (Nichterfüllung von Verträgen über Kriegsbedürfnisse) ① Wer während eines 

Krieges gegen das Reich oder bei einem dem Reiche drohenden Kriege einen Vertrag 

über Bedürfnisse der Kriegsmacht des Reichs oder seiner Bundesgenossen nicht oder 

nicht in gehöriger Weise erfüllt, wird mit Gefängnis nicht unter sechs Monaten bestraft.

   ② Ebenso werden Unterlieferanten, Vermittler und Bevollmächtigte des Lieferungspflichtigen 

bestraft, die durch Verletzung ihrer Vertragspflicht die Erfüllung oder die gehörige Erfüllung 

vereiteln.

   ③ Wer die Tat fahrlässig begeht, wird mit Gefängnis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제95조 ① 독일국에 대한 전쟁 또는 독일국에 대하여 전쟁이 임박한 경우에 독일국 

또는 그 동맹국과의 사이에 있어서의 군수품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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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임.

제143조의3은 모두(冒頭)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적국｣의 의의를 명확하게 한 

규정임.

(3) ｢육⋅해군 공동희망안｣ 제136조

이상의 개괄적 설명을 들은 후 기초위원회는 ｢육⋅해군 공동희망안｣과 원안(예비

초안)을 동시에 병행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다. 아래에서도 의사일지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심의 내용을 전달하기로 한다. 먼저 ｢육⋅해군 공동희망안｣의 핵심 조문

이라고 할 수 있는 제136조 부분을 본다.35)

大山 육군법무국장: 원안 제136조36)가 위와 같이 ｢기타 외국의 세력｣ 운운으로 

게 이행하는 것을 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② 그 계약상의 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이행 또는 적당한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간접공

급인, 중개인 및 대리인도 또한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과실로 인하여 본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32) Entwurf eines Allgemeinen Deutschen Strafgesetzbuchs, Reichstag. III. 1924/27. Drucksache 

Nr. 3390 (Ausgegeben am 19. Mai 1927). 司法省調査課, 一九二七年獨逸刑法草案竝に

理由書(總則篇), 司法資料 第百二十四號(昭和三年一月); 司法省調査課, 一九二七年獨

逸刑法草案竝に理由書(各論篇), 司法資料 第百二十六號(昭和三年三月).
33) § 96 (Nichterfüllung von Verträgen über Kriegsbedürfnisse) ① Wer während eines 

Krieges gegen das Reich oder bei einem dem Reiche drohenden Kriege einen Vertrag 

mit einer Behöhrde über Bedürfnisse der Kriegsmacht des Reichs oder seiner 

Bundesgenossen nicht oder nicht in gehöriger Weise erfüllt, wird mit Gefängnis nicht 

unter sechs Monaten bestraft.

   ② Ebenso werden unterverpflichtete Unternehmer, Vermittler und Bevollmächtigte des 

Lieferungspflichtigen bestraft, die durch Verletzung ihrer Vertragspflicht die Erfüllung 

oder die gehörige Erfüllung vereiteln.

   ③ Wer die Tat fahrlässig begeht, wird mit Gefängnis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제96조 ① 독일국에 대한 전쟁 또는 독일국에 대하여 전쟁이 목전에 임박함에 당하여 

독일국 또는 그 동맹국의 군대의 군수품에 관한 관청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적

당하게 이행하는 것을 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② 간접공급의 의무를 지는 기업자, 중개인 및 급부의무자의 대리인도 또한 그 계약

상의 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이행 또는 적당한 이행을 저해한 때에도 또한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과실로 인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34) 豊島直通: 1927년 2월 위원회 출범시부터 위원. 판사.
35)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제7권 제255회).
36) 1933년 9월 26일 회의에서 일응의 결의로 수정된 예비초안 제136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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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되어 있다면 희망안 제143조의3은 혹시 쓸모없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되지

만 나중에 그 조문을 심의할 때 말씀드리기로 함.

  또한 본조 중 ｢전단｣ 또는 ｢항적｣이라는 문자에 대한 군의 해석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전단(戰端)｣이란 국가와 국가의 전쟁을 의미하고, ｢항적(抗敵)｣이란 상대

방이 국가가 아닌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누어 

적어둔 것임.

木村37) 위원: 본조에 의할 때에는 외국의 개인과 통모하여 한 경우는 어떻게 되

는가.

大山 육군법무국장: 그 경우일지라도 그 개인은 반드시 배경에 어느 단체를 소유

하거나 또는 그 자의 세력에 의하여 어느 단체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 이들은 똑같이 단체로 생각하고 있음.

牧野(英)38) 위원: 원안과 같이 ｢외국의 세력과 통모하여｣라고 할 때에는 木村 위

원과 같은 염려도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원안과 같이 하면 어떤가.

小野39) 위원: 희망안 제136조의2의 제2항 중 ｢적국을 위하여 모병(募兵)한 자｣의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大山 육군법무국장: 예컨대 중국 또는 러시아와 전단(戰端)을 연 경우 조선인이 

이들 나라를 위하여 모병한 경우와 같음.

矢追40) 위원: 모병에 응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필요는 없는가.

木村 위원: 그 필요가 있을 것임.

大山 육군법무국장: 모병에 응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것에 이의 없음.

小野 위원: 그렇다면 희망안 제136조의2의 제2항을 삭제하고 별도로 제136조의3

으로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어떠한가.

제136조의3 적국을 위하여 모병(募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林41) 위원장: 小野 위원의 수정안에 이의 없는가.

각 원: 이의 없음.

   제136조 외국 기타 외국의 세력과 통모하여 제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적국

과 합세하여 제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37) 木村尙達: 1927년 2월 위원회 출범시부터 위원. 사법서기관, 1933년 9월 사법성 형사

국장.
38) 牧野英一: 1927년 2월 위원회 출범시부터 위원. 동경제국대학교수. 
39) 小野淸一郞: 1927년 2월 위원회 출범시부터 간사. 1934년 4월부터 위원으로 임명됨. 

동경제국대학교수.
40) 矢追秀作: 1934년 7월부터 위원으로 임명됨. 검사. 
41) 林賴三郞: 1927년 2월 위원회 출범시부터 위원. 검사. 위의 회의 당시 판사. 1935년 5월 

대심원장에 임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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林 위원장: 그렇다면 제136조는 희망안대로, 제136조의2는 제2항을 삭제하고 희망

안대로, 제136조의3은 小野 위원 수정안대로 가결함.

이상을 정리할 때 예비초안 원안 및 ｢육⋅해군 공동희망안｣ 제136조에 대해 가결

된 수정안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제136조 외국과 통모하여 제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의 단체와 통모

하여 항적하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136조의2 적국과 합세하여 제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136조의3 적국을 위하여 모병(募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모병에 응한 자

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육⋅해군 공동희망안｣ 제136조에 대한 평가

여기에서 위에 소개한 제136조의 수정 과정에서 주목되는 사항을 몇 가지 정리

해 본다. 먼저, ｢전단(戰端)｣과 ｢항적(抗敵)｣의 개념정의이다. 일본 개정형법가안을 

모델로 한 우리 형법은 제92조 외환유치죄와 관련하여 ｢전단｣과 ｢항적｣이라는 표

현을 사용하고 있다. 위의 기초위원회 심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두 개념

은 일본 군부의 용어 사용례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단(戰端)｣은 국가와 국가 사이

의 무력행사(전쟁)를 의미하고, ｢항적(抗敵)｣은 상대방이 국가가 아닌 경우의 무력

행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따르면 ｢항적｣은 “적에게 대항한다”는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42) 이에 대해 일본식 군대용어로서 ｢항적｣은 “국가가 아닌 비정규 무장단체

가 자국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양자는 무력행사의 방

향이 상반된다. 일상용어와 법률용어의 의미가 정반대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환유치죄의 ｢항적｣ 부분에 미묘한 표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907년 

일본 형법 제81조나 1927년 예비초안 제136조는 모두 ｢적국과 합세하여 제국에 

항적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항적하다｣라 함은 적국과 합세하

여 스스로 제국에 무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외환유치죄의 취지에

서 살펴보면 이와 같은 표현은 논리적이지 않다. 외환유치죄는 유치(誘致)라는 표

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직 무력행사가 없는 상태로부터 무력행사가 있는 

42) 동아 국어사 ,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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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항적하다｣는 

표현은 이미 무력행사가 일어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구조에 입각하여 ｢육⋅해군 공동희망안｣은 무력행사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분리하여 두 개의 ｢항적(抗敵)｣ 관련 구성요건을 성안하였다. 즉 무력행사

를 시작하게 하는 행위(외환유치)에 대해서는 제136조 후단에 ｢외국인의 단체와 

통모하여 항적하게 한 자｣라는 구성요건을 두고, 무력행사 개시 후의 가담행위(본래 

의미의 항적)에 대해서는 제136조의2 제1항에 ｢적국과 합세하여 제국에 항적한 자｣

라는 구성요건을 둔 것이 그것이다.

세 번째로, 모병이적죄의 입법취지이다. 우리 형법 제94조가 규정하고 있는 모병

이적죄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범죄유형이다. 입법례로서는 

일본 개정형법가안이 거의 유일하다. 일반적인 입법례라면 적국을 위한 모병행위

는 일반이적죄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군부가 ｢육⋅해군 

공동희망안｣을 통하여 모병이적죄를 규정한 이유는 특별하다. 

일본 군부가 모병이적죄를 독립 조문으로 규정한 의도는 위의 심의 경과에서 분

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예컨대 중국 또는 러시아와 전단(戰端)을 연 경우 조

선인이 이들 나라를 위하여 모병(募兵)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조선인들

의 항일 무장독립투쟁을 염두에 두면서, 일본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될 때 우리 광복군이 개입하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던 것이 모병이적죄

의 원래 입법취지였던 것이다. 

기초위원회는 이러한 일본 군부의 입법의도를 적극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병에 응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처벌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무장 독립투쟁과 광복군 활동을 염두에 둔 일본 군부의 입법의도가 전혀 알려지지 

아니한 채 모병이적죄가 우리 형법전에 제94조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실로 수치스

러운 입법사적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육⋅해군 공동희망안｣의 기타 수정안

제136조에 이어서 기초위원회는 예비초안 원안 및 ｢육⋅해군 공동희망안｣ 

제137조부터 제143조까지의 심의에 임하였다. 기초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원안을 유지

하되 ｢육⋅해군 공동희망안｣을 반영하여 약간의 자구수정과 법정형 조정을 가하

는 선에서 수정안을 성안하였다.43)

43)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제7권 제255회).



형법상 외환의 죄에 관한 연혁적 고찰 / 申東雲  43

｢육⋅해군 공동희망안｣ 제143조의2와 제143조의3에 대한 심의는 1934년 11월 

20일 기초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와 적국간주 조항을 

규정한 두 조문은 일본 군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특징적 조문

들 가운데 하나를 이룬다. 입법취지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사일지의 내

용을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44)

林 위원장: 개회를 선언함. 오늘은 육⋅해군 공동희망안의 외환에 관한 죄 제143조

의2부터 심의함.

大山 육군법무국장: 본조는 정부에 대한 계약의 불이행으로 군사상 행동에 차질, 

지장을 초래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이며, 독일 형법 

1925년안 및 1927년안 제95조 등의 규정을 참고한 것임. 또한 지난번 이 회의에

서도 본조에 관한 豊島 위원의 제안도 있어서 심의되었던 일이 있었음.

宇野45) 위원: 본조의 ｢정당한 이유 없이｣에는 계약자가 이익이 적기 때문에 이해

타산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도 포함하는가.

大山 육군법무국장: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료함. 또한 외국 입

법례에는 ｢정당한 이유｣라는 문자는 보이지 않지만 본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경우를 상상하여 규정하였던 것임.

泉二46) 위원: 본조는 제141조[일반이적죄]의 ｢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

에 실질상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의 부작위범인 경우에 대한 본조에 

있어서 특히 가볍게 규정한 취지라고도 해석될 수가 있겠는가.

大山 육군법무국장: 본조의 행위, 즉 본조에 해당하는 부작위일지라도 ｢제국의 군

사상 이익을 해할 인식｣이 있는 때에는 제141조에 해당하며, 그 인식이 없는 

경우는 본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제141조의 경우의 부작위범에 대하여 

본조를 적용한다는 취지로서 특히 가볍게 규정한 취지는 아님. 또한 제141조는 

전시의 경우에 있어서만 적용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泉二 위원: 제141조는 현행법의 규정과 문자는 동일하지만 이 수정안에 관하여는 

제136조 등에서 외국인의 단체 등 평시의 경우를 규정한 관계로 제141조에는 

당연히 평시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임.

山岡47) 위원: 본조는 제141조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계약불이행의 경우를 벌하

44)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제7권 제256회).
45) 宇野要三郞: 1927년 10월부터 위원. 판사.
46) 泉二新熊: 1927년 2월 위원회 출범시부터 위원. 사법성 형사국장. 1931년 9월 판사(대

심원 부장), 1936년 12월 검사총장, 1939년 2월 대심원장에 각 임명됨.
47) 山岡萬之助: 1927년 2월 위원회 출범시부터 위원. 내무성 경보(警保)국장. 193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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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지일 것임.

泉二 위원: 그러한 때에는 목적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林 위원장: 제143조의3와 함께 심의하였으면 함.

  (간  담)

林 위원장: 제140조의 다음에 제140조의2를 두고, 다음 조를 제143조의2로 하고, 

본조를 제143조의3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데에 이의 없는가.

제140조의2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군수품의 공급 또는 군용공작물의 청부에 관한 정부와의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 계약의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자도 또한 같다.

제141조 전8조에 기재한 경우 외에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국

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2조 전9조의 미수범은 이를 벌한다.

제143조 제139조 내지 제141조에 기재한 죄의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3조의2 전11조의 죄에 대하여는 제국과 전쟁이 임박한 외국 또는 제국

에 항적하는 외국인의 단체는 이를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43조의3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제140조의2의 목적에서 나오지 아니하

는, 이유 없이 군수품의 공급 또는 군용공작물의 청부에 관한 정부와의 계약

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계약의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자도 또한 같다.

각 원: 이의 없음. (가결)

이상의 논의 경과를 보면 다음의 점을 알 수 있다. 먼저,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는 정부에 대한 계약의 불이행으로 군사상 행동에 차질이나 지장이 초래될 위험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되었으며, 입법례로는 독일 형법초안 1925년안 

제95조 및 1927년안 제96조 등이 있다. 다음으로,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를 일반이

적죄로 다스릴 수는 없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일반이적죄는 ｢제국

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다는 인식｣을 요하는 범죄임에 대해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는 그러한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일반이적죄는 전시상황을 전제로 함에 대하

여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는 반드시 전시상황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이 전

부터 귀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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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수계약불이행죄의 독자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었다. 세 번째로, 일반이적죄의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서 전시 상황의 군수계약불이행죄에 대한 조문(제140조의2)

이 기초위원회 단계에서 성안되어 일반이적죄 조문(제141조) 바로 앞에 배치되었다.

5. 제2차 정리안

1934년 11월 20일의 회의에서 기초위원회는 새로운 조문의 추가 등으로 인한 자

구수정을 반영하여 ｢외환에 관한 죄｣의 심의를 마무리하였다.48) 이상의 심의내용

은 각칙의 다른 심의내용들과 함께 조문으로 정리되어 1935년 9월 10일 제2차 정

리안이라는 형태로 기초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되었다.49) 

조문번호가 정렬된 제2차 정리안을 토대로 각칙 제3장 외환에 관한 죄의 조문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육⋅해군 공동희망안｣의 반영 여부를 나타내기 

위하여 괄호 안에 해당 사항을 표시하였다.

제2차 정리안 

제2편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제137조 외국과 통모하여 제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의 단체와 

통모하여 항적하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군부 희망안 가결)

제138조 적국과 합세하여 제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군부 희망안 가결)

제139조 적국을 위하여 모병(募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문 군부 희망안 가결, 2문 小野 수정안 가결)

제140조 ① 요새, 진영, 군대, 함선, 항공기 기타 군용에 공하는 장소 또는 건조물

을 적국에 교부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 병기,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교부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

역에 처한다.

(원안 가결)

제141조 적국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요새, 진영, 함선, 항공기, 병기, 탄약, 기차, 

48)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제256회).
49)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제2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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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 철도, 전선 기타 군용에 공하는 장소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

는 상태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원안 가결)

제142조 제국의 군용에 공하지 않는 병기, 탄약 기타 전투의 용에 공할 물건을 

적국에 교부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부 희망안 가결, ｢사형｣ 삭제)

제143조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원안 가결)

제144조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군수품의 공급 또는 군용공작물의 청부에 관한 정부와의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

니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 계약의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자도 또한 같다.

(신설 수정안 가결)

제145조 전8조에 기재한 경우 외에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국의 군

사상 이익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구수정 가결)

제146조 전9조의 미수범은 이를 벌한다.

(자구수정 가결)

제147조 제137조 내지 제145조에 기재한 죄의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구수정 가결)

제148조 전11조의 죄에 대하여는 제국과 전쟁이 임박한 외국 또는 제국에 항적하

는 외국인의 단체는 이를 적국으로 간주한다.

(자구수정, 군부 희망안 가결)

제149조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제144조의 목적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이유 없

이 군수품의 공급 또는 군용공작물의 청부에 관한 정부와의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계약의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자도 또한 같다.

(군부 희망안 가결)

제150조 본장의 규정은 전시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또한 이를 적용한다.

(원안 가결)

1935년 9월 10일 기초위원회는 제2차 정리안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각칙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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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한 가운데 1936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사이에 

2⋅26사건이 발생하였다. 2⋅26사건은 일부 군부대가 천황친정제(天皇親政制)를 

주장하여 정부각료 등을 살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사건이 진압된 후 

일본에서는 육군 수뇌부가 대외적으로 가장 강력한 정책집단으로서 영향력을 가지

게 되었다.50) 아울러 이 사건 이후 형법개정 작업에서는 공권력 강화와 치안질서 

유지에 역점을 두는 일련의 개정안들이 제안되기에 이르렀다.

6. 제3차 정리안

제2차 정리안에 대한 자구수정 및 법정형 조정 등이 끝난 후 제3차 정리안이 성

안되었다. 1936년 5월 12일부터 기초위원회는 제3차 정리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

였다.51) ｢외환에 관한 죄｣의 경우를 보면, 제3차 정리안은 제2차 정리안의 조문번

호와 조문내용이 동일하다. 따라서 제3차 정리안의 조문 소개는 제2차 정리안의 

그것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내용소개 또한 생략한다.

1936년 5월 26일 열린 기초위원회에서는 외환유치죄의 항적 부분(제137조 후단)

에서 ｢외국인의 단체｣ 부분을 ｢외국인｣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논의의 이해를 돕

기 위하여 의사일지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52)

小山53) 위원장: (중략)

다음은 제137조를 의제로 함.

본조 중 외국인 아래 ｢의 단체｣를 삭제할 것인가(제148조 참조).

泉二 위원: 이 문제는 ｢의 단체｣를 삭제하는 건이지만, ｢의 단체｣를 삭제하여도 

그 의미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세 글자를 삭제하고, 뒤에 ｢에(に)｣ 또는 ｢와(と)｣

라는 접속사를 붙이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牧野(英) 위원: 이 문자는 전에는 ｢세력｣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그 취지에 

있어서는 같을 것임. 때문에 문제의 세 글자를 삭제해도 특별히 취지를 그르칠 

것은 없을 것임.

小山 위원장: ｢의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기로 결의함.

50) 明治⋅大正⋅昭和 事件⋅犯罪大事典, 2⋅26事件 항목 참조.
51)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제8권 제290회).
52)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제8권 제292회).
53) 小山松吉: 1927년 2월 위원회 출범시부터 위원. 검사. 1932년 5월 사법대신으로 임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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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를 둘러싸고 제3차 정리안 제144조와 

제149조의 관계가 문제되었다. 또한 예비⋅음모죄를 규정한 제147조에 대해 이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으로 ｢제137조 내지 제145조의 죄를 교사하거나 선동 또는 

방조함에 그친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는 수정안이 제안되었다. 이날의 회의에서 

기초위원회는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과 법정형 조정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제144조와 

제149조를 합치는 문제 및 제147조 제2항 신설 문제에 대한 심의는 유보하였다.

1936년 6월 16일 회의54)에서 개정안 전체의 체재를 맞추기 위한 일부 자구수정

이 있었다. 한편 전시상황의 군수계약불이행죄(제144조)와 일반 군수계약불이행죄

(제149조)를 삭제해도 일반이적죄(제145조)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

이 또다시 제기되었다. 논의 결과 기초위원회는 전시상황의 군수계약불이행죄

(제144조)를 삭제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관련조문의 자구수정을 결의하였다.

1937년 3월 2일 기초위원회는 그동안 심의가 유보되었던 조문들을 축차 심의하

기로 하고, ｢외환에 관한 죄｣ 가운데 제147조의 심의에 임하였다.55) 제147조에 대

한 수정안은 1936년 5월 12일 회의에서 제안되었던 것인데, 제1항에서 각종 외환

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제2항에서 각종 외환죄의 교사, 선동, 방조에 그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내란죄의 예비⋅음모 

규정(제134조)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심의가 유보되었다.

7. 제4차 정리안

이후 제3차 정리안에 대한 각종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번호를 정렬한 제4차 

정리안이 성안되었다. 기초위원회는 1937년 3월 30일 회의에서부터 형법 각칙편 

제4차 정리안에 대한 축조심의에 들어갔다. 제4차 정리안 가운데 각칙 제3장 ｢외

환에 관한 죄｣의 조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차 및 제3차 정리안과 대비하여 달

라진 주요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제4차 정리안

제2편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제139조 외국과 통모하여 제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54)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제8권 제294회).
55)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제9권 제3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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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적하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140조 적국과 합세하여 제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141조 적국을 위하여 모병(募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2조 ① 요새, 진영, 군대, 함선, 항공기 기타 군용에 공하는 장소 또는 건조물

을 적국에 교부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 병기,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교부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

역에 처한다.

제143조 적국을 이롭게 할 것을 목적으로 요새, 진영, 함선, 항공기, 병기, 탄약, 

기차, 전차, 철도, 전선 기타 군용에 공하는 장소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44조 제국의 군용에 공하지 않는 병기, 탄약 기타 전투의 용에 공할 물건을 

적국에 교부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5조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146조 전7조에 기재한 경우 외에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국의 군사

상 이익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7조 전8조의 미수범은 이를 벌한다.

제148조 ① 제136조 내지 제141조에 기재한 죄의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36조 내지 제141조의 죄를 교사하거나 선동 또는 방조함에 그친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유보)

제149조 전10조의 죄에 대하여는 제국과 전쟁이 임박한 외국 또는 제국에 항적하

는 외국인의 단체는 이를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50조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이유 없이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정부

와의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계약의 이행

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자도 또한 같다.

제151조 본장의 규정은 전시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또한 이를 적용한다.

1937년 5월 11일 기초위원회는 제4차 정리안의 ｢외환에 관한 죄｣의 심의에 착

수하였다.56) 이 회의에서는 몇 가지 변경사항을 결의하였다. 첫째로, 모병이적죄

(제140조) 가운데 모병에 응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56)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제9권 제3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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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둘째로, 시설제공이적죄

(제141조)의 표현을 ｢요새, 진영, 군대｣에서 ｢군대, 요새, 진영｣으로 수정하였다. 

셋째로, 시설손괴이적죄(제142조)의 표현을 간결하게 하여 ｢적국을 이롭게 할 목

적으로 전조에 기재한 장소, 설비, 건조물 기타 물건을 손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로 수정하였다. 넷째로, 일

반이적죄(제145조)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하였다. 

한편 1937년 5월 11일 기초위원회에서는 외환죄의 예비⋅음모를 규정한 제147조 

제1항과 외환죄의 교사, 선동, 방조를 규정한 제147조 제2항을 내란죄의 대응 조문

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148조와 제149조 두 개의 조문으로 분

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제149조에 대해서는 총칙 심의시까지 결의가 

유보되었다.

제148조 제139조 내지 제146조의 죄의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예비 또는 음모를 방조한 자도 또한 같다.

제149조 제139조 내지 제146조의 죄를 교사하거나, 선동하거나, 방조함에 그친 자는 

전조와 같다.

1938년 2월 22일 기초위원회 위원장은 제4차 정리안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써 

형법개정안 각칙 전부에 대한 심의가 종료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유보조문

이 남아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57)

1938년 3월 1일 기초위원회에서는 내란죄 및 외환죄의 예비⋅음모 및 교사, 선

동, 방조에 관한 유보조항(제137조, 제149조)에 대해 심의하려고 하였으나 이의를 

제기한 牧野英一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심의가 유보되었다.58) 

8. 제5차 정리안

이후 제4차 정리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제5차 정리안이 성안되었다. 

1938년 3월 22일부터 기초위원회는 제5차 정리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59) 제5차 

57)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제9권 제343회).
58)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제9권 제344회).
59)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제9권 제3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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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안의 ｢외환에 관한 죄｣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4차 정리안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은 밑줄을 그어두었다.

제5차 정리안

제2편 각칙60)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제139조 외국과 통모하여 제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항적하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140조 적국과 합세하여 제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141조 적국을 위하여 모병(募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2조 ① 군대, 요새, 진영, 함선, 항공기 기타 군용에 공하는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교부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 병기,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교부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에 처한다.

제143조 적국을 이롭게 할 것을 목적으로 전조에 기재한 장소, 설비, 건조물 기타 

물건을 손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44조 제국의 군용에 공하지 않는 병기, 탄약 기타 전투의 용에 공할 물건을 

적국에 교부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5조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146조 전7조에 기재한 경우 외에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국의 군사

상 이익을 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7조 전8조의 미수범은 이를 벌한다.

제148조 제139조 내지 제146조의 죄의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예비 또는 음모를 방조한 자도 또한 같다.

제149조 제139조 내지 제146조의 죄를 교사하거나, 선동하거나, 방조함에 그친 자

는 전조와 같다. (유보)

제150조 전11조의 죄에 대하여는 제국과 전쟁이 임박한 외국 또는 제국에 항적하

는 외국인의 단체는 이를 적국으로 간주한다.

60) 제4차 정리안에 대한 심의과정 첫머리에서 제2편의 소제목이 ｢죄｣에서 ｢각칙｣으로 

변경되었다.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제9권 제3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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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이유 없이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정부

와의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계약의 이행

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자도 또한 같다.

제152조 본장의 규정은 전시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또한 이를 적용한다.

1938년 3월 29일 기초위원회는 제5차 정리안의 ｢외환에 관한 죄｣에 관하여 심의

하였다.61) 이 회의에서는 외환죄의 예비⋅음모에 관한 조문(제148조)에 일부 자구

수정을 가하였고, 군기보호법(軍機保護法)과의 균형을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간첩

죄(제145조) 법정형의 단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후 기초위원회는 제5차 정리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제6차 정리안을 

성안하였다. 1938년 10월 4일 기초위원회는 제6차 정리안의 ｢외환에 관한 죄｣의 

심의에 임하였다.62) 이 자리에서는 약간의 자구수정이 있었다.

9. 기초위원회 최종안

제6차 정리안에 가해진 자구수정을 반영하여 형법각칙 개정에 대한 기초위원회

의 최종안이 성안되었다. ｢형법 및 감옥법 개정 조사위원회｣(본위원회)의 심의에 

부의된 기초위원회의 최종안 가운데 ｢외환에 관한 죄｣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63) 

제5차 정리안 이후 변경된 부분은 밑줄을 그어두었다.

기초위원회 최종안

제2편 각칙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제141조 외국과 통모하여 제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항적하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142조 적국과 합세하여 제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143조 적국을 위하여 모병(募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4조 ① 군대, 요새, 진영, 함선, 항공기 기타 군용에 공하는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교부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61)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제9권 제346회).
62)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제9권 제356회).
63) 刑法並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会議事速記 , 247頁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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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기,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교부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에 처한다.

제145조 적국을 이롭게 할 것을 목적으로 전조에 기재한 장소, 설비, 건조물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46조 제국의 군용에 공하지 않는 병기, 탄약 기타 전투의 용에 공할 물건을 

적국에 교부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148조 전7조에 기재한 경우 외에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국의 군사

상 이익을 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9조 전8조의 미수범은 이를 벌한다.

제150조 제141조 내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

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예비 또는 음모를 방조한 자도 또한 같다.

제151조 제141조 내지 제148조의 죄를 범할 것을 교사하거나, 선동하거나, 방조함

에 그친 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유보)

제152조 전11조의 죄에 대하여는 제국과 전쟁 임박의 상태에 있는 외국 또는 제국

에 항적하는 외국인의 단체는 이를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53조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이유 없이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정부

와의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계약의 이행

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자도 또한 같다.

제154조 본장의 규정은 전시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또한 이를 적용한다.

기초위원회 최종안은 제5차 정리안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후의 검토과정(제6차 

수정안 등)에서 내란죄 등과의 체재(體裁)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행한 자구수정을 

반영한 것이다. 

10. 본위원회의 심의와 외환에 관한 죄

기초위원회가 성안한 형법 각칙편 최종안은 조문번호 정렬과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형법 및 감옥법 개정 조사위원회｣(본위원회)에 회부되었다. 1938년 11월 22일 

본위원회는 기초위원회가 성안한 형법 각칙편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였다.64) 

64) 刑法並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会議事速記 , 247頁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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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초위원회의 개정안 성안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되었던 사항은 내란죄, 

외환죄 등에서 등장하는 예비⋅음모죄와 교사, 선동, 방조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牧野英一이 지속적으로 교사범의 독립

성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개정형법가안(改正刑法假案)｣은 1940년에 ｢형법 및 감옥법 개정 조사

위원회 총회결의 및 유보조항, 형법 총칙 및 각칙 미정고｣라는 형태로 세간에 공

개되었다.65) 여기에서 개정형법가안의 유보조항이나 미정고(未定稿)의 의미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牧野英一이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던 교사범 독립성론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38년 11월 22일 본위원회는 기초위원회가 성안한 최종안 중 ｢내란에 관한 죄｣

의 심의에 임하였다. 이 자리에서 내란죄의 예비⋅음모와 내란죄의 교사, 선동, 방

조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 논쟁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당시의 의사속기록을 

그대로 인용한다.66)

[泉二 위원] 그리고 제138조67)에 예비, 음모를 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점은 

현행법과 같습니다. 다만, 이 138조 제1항에 후단이 붙어 있습니다. ｢예비 또는 

음모를 방조한 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예비, 음모를 한 

자를 벌한다. 그리고 그 밖에 예비, 음모를 하는 자에 대하여 금곡(金穀)을 지급한

다든가 병기(兵器)를 지급한 자라는 특별한 방조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만,68) 

이것을 여기에서는 넓게 ｢예비, 음모를 [방조]한 자를 벌한다｣라고 고쳐서 단속의 

65) 개정형법가안에 대한 자료와 평가는 1960년에 간행된 法律時報, 昭和35年 7月號, 臨

時增刊 ｢改正刑法準備草案の綜合的檢討｣라는 특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66) 刑法並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会議事速記 , 236頁.
67) 기초위원회 최종안 

제138조 ① 제134조[국체변혁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예비 또는 음모를 방조한 자도 또한 같다.

   ② 제135조[조헌문란죄] 또는 제136조[국체변혁목적살인, 조헌문란목적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

다. 예비 또는 음모를 방조한 자도 또한 같다.

   제139조 제134조 내지 제136조의 죄를 범할 것을 교사하거나, 선동하거나 방조함에 

그친 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68) 1907년 일본 형법

   제78조 내란의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79조 병기(兵器), 금곡(金穀)을 자급(資級)하거나 기타의 행위로써 전2조의 죄[내란

죄, 내란예비⋅음모죄]를 방조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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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2항의 취지는 제1항과 거의 동일합니다. /

  그리고 제139조, 이것은 단순히 교사한다든가, 선동한다든가, 방조한다든가 하

는 데에 그치는 자를 처벌하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교사하였다, 선동하였다

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벌해야 할 행위로 진전되지 않은 이상 형법에서는 제2장

[내란에 관한 죄]의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치안유지법에 저

촉되는 일이 있을 것이지만, 형법의 범죄로서 처벌은 할 수 없다는 해석이 통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둔 것입니다. /

  또한 이 점에 대해서는, 총칙에서 소위 교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교사한 이상은 피교사자가 그 교사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또한 수락한 

후에 이를 벌해야 할 행위에까지 진전시켰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교사하였다는 그 

자체를 처벌한다는 규정을 총칙에서 넓게 인정하는 이상 139조 규정은 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39조 외에도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이것과 같은 규정이 뒤에 

약간의 조문에69)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한 범죄에 대해, 아주 중요한 범죄

에 대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 점에 대해서는 牧野 위원이 의견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총칙 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 결과 여하에 따라 이

것은 총칙에 흡수되어, 139조 및 약간의 조문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규정[은], 

총회의 결의로 총칙 편의 규정이 牧野 위원의 희망대로 변경된다면, 지금 말씀드

린 것은 삭제될 것이기 때문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은 설명에 대해 본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과 보충설명이 제

시되었다. 이 자리에서 교사범 독립성론을 주장해 왔던 牧野英一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70)

牧野 위원: 실은 그[기초위원회] 때부터 저는 교사와 선동의 구별에 대하여 여러 

번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적당한 설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나

타나 있는 각 행정법규에서의 선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실제상의 일은 잘 알지 못합니다만, 소설 등을 본다든지 혹은 서생(書生) 등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좌익운동을 하는 자 등은 실제상 결정적인 결과가 나타

나는 것을 희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예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소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선동을 합니다. 즉 우리들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

69) ｢외환에 관한 죄｣ 가운데 제151조 등이 그 예이다.
70) 刑法並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会議事速記 , 241頁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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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에서 말한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소란

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한 것이 선동으로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

  [선동은]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만일 선동이 결과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사[이며], 굳이 선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

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때란 결과에 대한 인식을 증명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

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규에 특히 선동이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어도 좋을 것이

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이 139조에서 어찌되었

든지 간에 그러한 의미의 선동－자신은 그러한 결정적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인심을 소란하게 하여 선전한다는 것만큼의 

선동을 하면 이것[선동]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만일 선동이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의 것이라고 한다면, 교사도 방조도 그러한 

정도의 것에 틀림없습니다. 단지 교사는 개별적 선동[이고], 선동이라는 것은 불특

정한 다중에 대한 선동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을까.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하

는 것은 제 자신만의 생각으로서, 그것은 교사의 독립성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근

본적인 문제에 대해 평의를 부탁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

  교사의 독립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은 교사의 독립성이라는 학문상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만이 이것을 논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사 쪽에 여러 나라의 입법례가 

이 점에 대해 구구하게 되어 있다는 점, 특히 최근의 입법례에 대해 사례를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학설이 어떤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가, 적

어도 우리나라의 학설대립의 양상, 그 대립의 논리적인 기초에 대해 일응의 조사

를 부탁드리고 싶다는 점을 이전부터 말씀드려 놓았습니다만, 오늘까지 그 조사를 

부탁할 수 없는 채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한 이유에서 만일 교사의 독립성 때문이라면 선동이라는 문자를 삭제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선동을 주된 목표로 삼는 규정이라면 이 해석이, 

기초위원회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과는 별도로,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러한 

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교사의 독립성이라는 것을 이 139조

와 관련하여 논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점은 논

의를 전개해도 좋을 것이지만, 또한 적당한 시기에 가능하다면 간사들이 조사를 

한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혹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어찌되었던지 간에 교사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유럽 각국에서는 크게 다투어지

고 있는 문제이며, 최근에는 혹은 스위스, 혹은 폴란드 형법과 같이 전적으로 나

의 생각과 같은 것을 규정하는 데에까지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법에는 이러한 

규정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라며,71) 어떠한 식으로 이 문제를 취급하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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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인가 하는 점은 적당한 시기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러한 이유에서 이 139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해석상 기초위원

[회]와 다른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사범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된 후 본위원회는 내란죄의 예비⋅음모, 

교사, 선동, 방조에 관한 제139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찬성하였다.72)

1938년 11월 29일 본위원회는 기초위원회 최종안 가운데 ｢외환에 관한 죄｣의 

심의에 임하였다.73) 이 자리에서는 기초위원회의 최종안에 대해 당시의 일본 형법

과의 차이점 설명을 포함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 군부의 ｢육⋅해군 

공동희망안｣에 따른 수정이라든가 그 입법취지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정작 

본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내란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비⋅음모 및 

교사, 선동, 방조 등에 관한 조문이었다. 결국 본위원회는 외환죄의 교사, 선동, 

방조에 관한 제151조는 총칙과 각칙을 대조하여 심의할 때까지 유보하기로 하고, 

｢외환에 관한 죄｣의 나머지 조문들을 가결하였다.74)

본위원회는 ｢외환에 관한 죄｣의 장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이후의 장들에 대해 

심의를 계속하였다. 1939년 7월 18일 본위원회는 기초위원회 최종안의 마지막 장인 

제46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심의를 종료하였다.75) 이와 같이 본위원회가 

심의를 마친 개정안은 1940년 4월 26일 유보조항이 붙어 있는 미정고(未定稿) 형

태로 이유서 없이 발표되었고,76) 이것이 일본의 ｢개정형법가안(改正刑法假案)｣이다.

71) 1975년 독일 신형법 총칙은 실패한 교사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牧野英一이 말

한 입법례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실패한 교사를 미수범이 아

니라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형법 제31조 제2항, 제3항). 아래의 

번역문은 법무부, 독일형법(2008)에 의함.

   1975년 독일 형법

   제30조 (공범의 미수) ① 타인에게 중죄의 실행 또는 중죄의 교사를 결의하도록 시도한 

자는 중죄의 미수에 대한 규정에 의해 처벌된다. 다만, 제49조 제1항에 의해 그 형을 감경

한다. 제23조 제3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중죄의 실행 또는 중죄의 교사의 의사표시를 한 자, 타인의 이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자 또는 타인과 이를 약속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72) 刑法並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会議事速記 , 247頁.
73) 刑法並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会議事速記 , 247頁 이하.
74) 刑法並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会議事速記 , 253頁.
75) 刑法並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会議事速記 , 452頁.
76) 林弘正, 改正刑法假案成立過程の硏究, 9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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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본위원회는 총칙과 각칙을 다시 대조하여 최종적인 조문 형태를 결정할 예

정이었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심의사항은 교사범의 독립성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만일 총칙에서 교사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된다면 ｢내란에 

관한 죄｣나 ｢외환에 관한 죄｣ 등에서 내란죄 또는 외환죄의 교사, 선동, 방조에 

그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된다. 역으로 교사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유보되었던 내란죄 또는 외환죄의 교사, 선동, 

방조에 관한 조문이 채택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

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전시체제에 들어간 일본 정부는 1940년 10월의 각의(閣

議) 결정에 기하여 각종 위원회 및 조사회를 정리하였고, 이때 ｢형법 및 감옥법 개

정 조사위원회｣도 정리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77) 이로써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은 

‘가안(假案)’이라는 형태로 역사의 뒤안길에 남게 되었다.78)

Ⅲ. 한국 형법과 외환의 죄

1. 정부초안의 내용

(1) 정부안의 성립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강점(强占)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후 미

군정 3년을 거치면서 독립국가 수립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무

엇보다도 시급하였던 것은 일본의 제국의회가 제정하고 일본어로 적혀 있는 각종 

의용법령을 극복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작업은 용이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당(曉堂) 엄상섭(嚴詳燮)은 일종의 고육책으로 특정 입법례를 대본으로 삼아 이

에 약간의 첨삭을 가하여 신속하게 우리말 법전을 만들자는 주장을 하게 된다.79)

이후 엄상섭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법전편찬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도 가장 먼저 추진되었던 것은 형법전이었다. 형법전의 기초작업은 총칙 부분이 

77) 林弘正, 改正刑法假案成立過程の硏究, 99頁.
78) 개정형법가안의 개정안이 전부 무위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1941년 형법 일부개정에 

의하여 가안의 개정안 가운데 일부가 당시 일본 형법에 반영되었다. 각칙 제7장의2 

｢안녕질서에 대한 죄｣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79) 효당학인, “법전편찬에 대하여”, 법정, 제3권 제6호(통권 제20호, 1948년 6월), 10-11면 

수록[신동운 편저, 효당 엄상섭 형사소송법논집(2005), 53면 이하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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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街人) 김병로(金炳魯)에 의하여, 각칙 부분이 효당 엄상섭에 의하여 각각 진

행되었다.80) 엄상섭은 형법전 편찬을 위한 특정 입법례로 1940년에 발표된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에 주목하였다.81) 그 자신이 특정 입법례를 대본으로 삼아 이에 일부 

첨삭을 가하는 형태로 조문을 성안하자고 주장하였으므로 엄상섭이 기초한 형법각

칙이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그것과 대단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어쩌

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1949년 11월 12일 법전편찬위원회 총회는 형법초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최종

안을 확정하였다. 법전편찬위원회 형법초안은 이후 정부에 송부되었고, 1951년 4월 

13일자로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되었다.82) 정부안은 법전편찬위원회안에 간통

죄 쌍벌규정 한 조문만을 추가한 형태를 취하였다. 여기에서 ｢외환의 죄｣에 관한 

정부안의 조문을 소개한다. 밑줄 그은 부분은 엄상섭이 기초작업의 대본으로 삼았

던 일본 개정형법가안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이다.

정부안

제2편 각칙

제2장 외환죄

제95조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

여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6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7조 ① 적국을 위하여 모병(募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 ①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할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00조 군용에 공(供)치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

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80) 신동운 편저, 형법 제⋅개정 자료집, 34면.
81)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이 우리말로 번역되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법무부

조사국, 국형법 , 만주형법 , 소련형법   일본개정형법가안, 법무자료 제5집(1948

년 12월).
82) 신동운, “제정형법의 성립경위”, 형사법연구, 제20호, 2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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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

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03조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4조 ① 제95조 내지 제102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95조 내지 제102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5조 제96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

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6조 ①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7조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2) 정부안의 특색

위의 정부안을 일본 개정형법가안과 비교해 보면 다음의 몇 가지 점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제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꾸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문장으로 조문을 다

듬었다. 둘째로, 법정형에 ｢사형｣만 규정되어 있는 조문들에 ｢무기징역｣을 추가하

여 형량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셋째로, 예비⋅음모와 선동⋅선전을 같은 조문의 

제1항과 제2항으로 배치하고, 예비⋅음모와 관련하여 자수의 특례를 인정하였다

(이 점은 내란죄와 보조를 같이 한 것이다). 넷째로, 각종 외환죄를 교사함에 그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채택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부안이 총칙에서 실패한 

교사에 관하여 별도의 조문(정부안 제31조 제2항, 제3항, 현행 형법 제31조 제2항, 

제3항)을 마련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로,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조문을 행위유형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으로 분리하였다. 여섯째로, 적국으로 간주

하는 소위 준적국에 대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라는 개념

정의를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정부안과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대목이 있다. 먼저, 정부안은 외환유치죄와 관련하여 ｢외

국인과 통모하여 항적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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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본 개정형법가안은 ｢외국인과 통모하여 항적하게 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

고 있다. 외환의 유치(誘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새롭게 무력침공을 불러일으

킨다는 점에서 ｢항적하게 한 자｣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그러나 당시 우리 입법자는 일본 군부가 ｢육⋅해군 공동희망안｣을 통하여 제안

한 조문의 입법취지를 알 길이 없었다.83) 추측건대 일반적인 문장 다듬기 차원에

서 조문이 성안되었다는 점, 의용형법(1907년 일본 형법)이 ｢항적한 자｣라는 표현

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정부안에 ｢항적한 자｣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된 계

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정부안의 외환유치죄에 ｢항적한 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었

기 때문에 이후 외환유치죄의 ｢항적한 자｣와 여적죄의 ｢항적한 자｣의 관계를 놓고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84)

다음으로, 정부안이 제시한 준적국의 개념정의에 문제가 있다. 원래 일본 개정형

법가안이 적국간주 조항을 둔 취지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아직 무력충돌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외환유치죄의 경우 ｢전쟁 임박의 상태에 있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으로 포착하기 위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의 단체｣라는 표현을 

통해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볼 수 없는 비정규적 무장조직을 적국으로 포착하기 위

함이었다. 그런데 정부안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과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은 

국제법상 교전상태에 있는 국가로서 이미 그 자체로 ｢적국｣이다. ｢적국｣으로 간주

될 것은 아니다.

세 번째로, 정부안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

으로 간주함에 따라 ｢외국인의 단체｣가 비정규적 무장조직을 염두에 두고 마련

되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라는 표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이 ｢적국｣으로 

간주될 때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단체도 ｢외국인의 단체｣로서 

｢적국｣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문리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83) 일본에서는 소위 평화헌법 시행과 관련하여 1947년에 형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대외

적 무력행사와 관련한 ｢외환에 관한 죄｣ 가운데 제83조[군용물건제공이적죄], 제84조

[비군용물건제공이적죄], 제85조[간첩죄], 제86조[일반이적죄], 제89조[전시동맹국에 대

한 행위] 등이 삭제되었다. 한편 패전 직후 개정형법가안에서 유래하였던 제7장의2 

｢안녕질서에 관한 죄｣도 폐지되었다. 법무부, 일본형법(2007) 참조.
84) 실제로 형법 제92조 후단의 ｢항적｣과 제93조의 ｢항적｣을 합하여 하나의 조문을 구성

하자는 입법론이 제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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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

법전편찬위원회가 성안하고 간통죄 쌍벌규정이 추가된 정부의 형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는 6⋅25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53년 4월 16일부터 본회의를 열

어 형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였다. 형법 제2편 각칙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본회의 축조심의는 1953년 6월 29일에 있었다.85) 

｢외환의 죄｣는 외적의 무력침공과 관련된 범죄이다. 6⋅25라는 미증유의 참혹한 

전쟁이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외환의 죄｣에 대한 본회의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외환의 죄｣에 대한 축조심의는 다른 조문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안을 원안으로 낭독하고 이에 대해 가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

었다. 개별 조문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입법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에 대해 당시까지 아무런 입법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환의 죄에 대한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발언이 주목

된다.86)

신광균 의원: 외국과 통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외국인과 

통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항적한 사람에 대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우리가 다시 한번 고요히 생각해 

보고, 외국인과 통모해서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킨 이 자를,87) 외국인과 통모를 

해서 우리나라에 항적하는 이 사람을 사형보다도 총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데 그것을 갖다가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올시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외국인과 통모해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생각

할 때에 그것을 상상만 해도 전율을 느낍니다. 우리 민족은 그런데 이것을 갖다

가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 

조문에 심심한 재고를 요청하는 동시에,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째서 이런 전율

의 범죄자를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제도를 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외환유치죄의 법정형에 대한 비판에 대해 기초(起草) 작업을 담당하였던 엄상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88)

85) 신동운 편저, 형법 제⋅개정 자료집, 191면 이하 참조.
86) 신동운 편저, 형법 제⋅개정 자료집, 191면.
87) 김일성을 생각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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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대리(엄상섭):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사형이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 전체에도 없고, 범

죄 타입이라는 그러한 면을 보던지, 세계적으로 형법사(刑法史)상의 추세 이것으

로 보면, 지금 형법학계에서 사형폐지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형폐지론이 입

법으로 사형을 없애자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실지 재판에 있어서 

사형을 처한다 할지라도 법률조문에 사형은 입법체재로 피하자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과 통모를 하는 것이 대단히 전율하고 용서할 점이 없는데, 사실

은 단독으로 어떠한 사람이 결의한다고 하면 [이것과, 몇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보면 그 중에는 경중의 차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재판 자체는 사형으로 하는 

이런 때도 없지 않겠는데] 이런 점으로 보아서 무기징역을 하나 달아두어도 그렇

게 폐단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외환유치죄의 법정형에서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을 삭

제하자는 동의(動議)가 본회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안건으로 성립되기 위한 

20청의 재청(再請)을 얻지 못하여 의안으로 성립하지 못하였다.89) 결국 원안인 정

부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이후 약간의 자구수정과 표제어 작업을 거쳐 현행 형

법 제92조로부터 제104조에까지 규정된 ｢외환의 죄｣가 탄생하게 되었다.

Ⅳ. 결    론

지금까지 지나온 연혁과 역사를 더듬어서 우리 형법 각칙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입법경위를 살펴보았다. 입법자료가 일절 공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본 개정

형법가안의 조문만을 대본으로 삼아 기초(起草)한 것이 우리 형법 각칙의 조문들

이며, 그러한 특징이 한층 더 현저한 것이 ｢외환의 죄｣이다.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검토의 결과들을 추출하여 현행 형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한 제언에 

갈음하려고 한다.

첫째로, 우리 형법전이 사용하고 있는 ｢항적(抗敵)｣의 개념정의이다. ｢항적｣은 

일본 군부가 사용하던 용어이다. 일상생활에서 ｢항적｣은 적에 맞서서 싸운다는 의

88) 신동운 편저, 형법 제⋅개정 자료집, 191면 이하.
89) 신동운 편저, 형법 제⋅개정 자료집, 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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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형법전에 등장하는 ｢항적｣은 오히려 대한민국에 맞서서 

싸운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일상용어와 법전용어의 괴리는 하루빨리 극복

되어야 한다. ｢항적한다｣는 ｢대한민국에 적대하여 무력을 행사한다｣는 정도의 표현

으로 순화되어야 한다.

둘째로, 설사 ｢항적｣이라는 용어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외환유치죄(형법 제92조)

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적한 자｣라는 표현은 ｢항적하게 한 자｣라는 표현으로 수정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여적죄(형법 제93조)의 ｢항적한 자｣와 모순되는 상황을 제거

할 수 있다. 외환유치죄는 무력침공이 없는 상태에서 무력침공이 일어나게 하는 

범죄이다. 이에 대해 여적죄는 무력침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무력을 행사하는 범죄이다. 양자의 관계는 분명하게 정리해 두어야 한다. 

적어도 해석론상 외환유치죄의 ｢항적한 자｣는 ｢항적하게 한 자｣라는 의미로 이해

되어야 한다.

셋째로, 모병이적죄(형법 제94조)는 삭제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모병이적

죄는 일본 군부의 ｢육⋅해군 공동희망안｣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우리 광복군의 

무장항일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선조들의 독립투쟁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역사적 당위를 생각할 때 

모병이적죄라는 수치스러운 조문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 주장에 대해 분단국가 

상황에서 모병이적죄를 폐지하는 것이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모병이적죄를 폐지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행위는 법정형에 무기징역까지 규정되어 있는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

넷째로,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형법 제106조)와 일반이적죄(형법 제102조)의 관

계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먼저, 일반이적죄는 ｢적국｣과의 전시상태를 전제

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는 반드시 전시를 전제로 하지 않

는다. 사변의 경우에도 이 조문은 적용된다. 다음으로, 일반이적죄의 경우에는 ｢대

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다｣는 인식이 필요

하다. 그러나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는 행위자에게 그러한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한 인식이 없거나 인식을 입증하기 곤란한 때를 대비하여 성안된 조문이 전시

군수계약불이행죄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준적국에 관한 규정(형법 제102조)은 정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은 그 자체로 ｢적국｣이다. ｢적국｣으로 간주할 것은 ｢대한민국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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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외국인의 단체｣일 뿐이다. 이 경우 ｢외국인의 단체｣는 국제법상 국가나 교

전단체로 볼 수 없는 비정규 무장조직을 말한다.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단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여섯째로, ｢적국｣으로 간주되는 ｢외국인의 단체｣와 관련하여 외환유치죄의 조문

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외환유치죄를 규정한 형법 제92조는 후단에서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의 입법경위를 보면, ｢외국인의 단체와 통모하여｣라는 표현 가운데 

｢의 단체｣를 삭제해도 그 의미에 변함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한 끝에 나온 것

이 ｢외국인과 통모하여｣라는 표현이다.90) 요컨대 외환유치죄에서 말하는 ｢외국인｣

은 개별적인 자연인이 아니라 ｢적국｣으로 간주되는 ｢외국인의 단체｣의 지도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해하려면 입법경위의 상세한 파악이 필요하다. 형법 

조문은 일반 시민들이 문언 자체에서 알 수 있도록 쉽게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형법 제92조 후단은 ｢적국으로 간주되는 외국인의 단체와 통모하여 대한민국

에 항적하게 한 자｣라는 표현 정도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투고일 2015. 10. 13    심사완료일 2015. 11. 13    게재확정일 2015. 12. 2  

90) 刑法改正起草委員 議事日誌(제8권 제2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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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storical Study on Crimes Concerning

Foreign Aggression in Korean Criminal Act

Shin, Dong Woon*

91)

Korean Criminal Act (hereinafter “KCA”) was legislated in 1953, right after the 

time of great tumult in Korean history, in which period Korea went through the 

Liberation in 1945 and the Korean War in 1950-1953. Due to the urgent need of its 

own criminal code, the legislature adopted the model of the revision draft of 

Japanese Criminal Code, released in 1940. However, the legislative materials, such 

as the statement of reasons and legislative minutes, associated with this revision draft 

was not released to the public, its articles being the only material available. As such, 

the discussion on the interpretation and further revision of KCA has been a difficult 

task.

The plenary committee of Japanese judicial department had reviewed the draft pro-

posed by the drafting committee, then confirmed the revision draft. I have studied 

and analyzed the records of the drafting committee proceedings and the stenographic 

records of the plenary committee proceedings which I found a few years ago. 

This article deals with the effect of the aforementioned Japanese draft on KCA, 

focusing on Chapter II (crimes concerning foreign aggression), Part II (individual 

provisions) of KCA. First part of this paper analyzes how the crimes concerning 

foreign aggression were established in the Japanese draft, and what legislative intent 

the Japanese drafting committee had. The latter part focuses on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adoption of the Japanese provisions in KCA without any consideration on 

legislative intent or legislative material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cement 

of foreign aggression (Article 92) and taking side with enemy (Article 93), and the 

original intent of benefiting enemy by levying soldiers (Article 94), in the ligh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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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and further revision of KCA. 

Keywords: crimes concerning foreign aggression, inducement of foreign aggression, 

benefiting enemy by levying soldiers, revision draft of Japanese Criminal 

Code, 1953 Korean Criminal Act




